
무엇이 변경됩니까?
조경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및 100% 섬유계 종이로서  
음식물이 묻은 더러운 종이를 수거하기 위해 녹색 유기물 
수거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셨습니까?
네, Athens는 모든 유형의 음식물 쓰레기를 받습니다. 당사의  
American Organics 퇴비 시설은 유기물 쓰레기를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 개량재로 전환시킵니다. 그 결실물인 퇴비는 상업 
농부, 도시 프로젝트, 원예용품점, 조경사, 및 주민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주방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귀하는 꼭 맞는  
뚜껑이 있는 휴대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들통 같은  
용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용기 재질은 플라스틱, 금속,  
또는 세라믹이어도 됩니다. 들통 옵션은 구매하셔도 되지만, 
커피를 보관하는 통, 요거트 또는 마가린을 담아두는 큰 통,  
또는 주스를 담아 두는 병을 재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관 
장소로 생각할 수 있는 곳에는 주방 조리대, 싱크대 아래쪽, 
냉동고 안, 또는 가장 편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유기물 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이유는?
매립 쓰레기는 캘리포니아에서 3번째로 큰 메탄 발생원입니다. 
유기물 쓰레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오는 메탄의 20%를 
배출합니다. 매립 쓰레기를 유기물로 전환함으로써, 귀하는 
환경과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해결책의 일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봉투는 선택 사항입니다. 플라스틱 및 바이오플라스틱 “퇴비화 
가능한” 봉투는 유기물 쓰레기 수거함에 받아 주지만, 투명해야 
하거나 반투명 녹색이어야 하고, 봉투 내용물이 보여야 합니다. 
수용되는 유기물 쓰레기는 처리되지만, 봉투는 재활용되거나 
퇴비화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recycLA와 Athens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귀하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유용한 조언과 
정보를 알아보려면, AthensServices.com/Food
를 방문하십시오. 새로운 유기물 수거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LASAN 고객 관리 센터  
(800) 773-2489로 문의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시와 Athens Service는 다가구 주택 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안 
제1383호에 의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 단지는 조경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및 음식물이 묻은 더러운 종이 
(100% 섬유계 종이)를 모두 녹색 쓰레기 수거함에 분리 수거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것은 1, 2, 3처럼 쉽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려면 
스캔하십시오

Athens의 유용한 조언: 육류 고기와 유제품 찌꺼기는 용기에 담아 냉동고에 저장하고 수거일에 녹색
유기물 수거함에 넣으십시오.

1. 채우기

용기를 음식물 쓰레기와 
허용되는 물품으로 채웁니다. 
(봉투는 선택 사항입니다. 
신문지 또는 종이 봉투를 
고려합니다. 플라스틱  
봉투는 투명해야 합니다.)

2. 비우기

용기의 
내용물을 
녹색 유기물 
수거함에 
비웁니다.

3.  세척 후 재사용

용기를 비누와 물로 씻어 
냅니다. 다시 채웁니다. 
냄새를 흡수하기 위해 
베이킹 소다를 가볍게 
뿌립니다.

• 모든 플라스틱
• 선인장류, 다육식물, 

및 유카
•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

• 커피 컵 및 커피 캡슐
• 지방, 기름, 및 그리스
• 음식물 스티커  

(제거하십시오)
• 장갑
• 단단한 껍질  

(조개, 홍합, 굴)

• 약
• 야자수 나뭇잎
• 종이 냅킨 및  

주방용 타올
• 유산지 및 왁스 종이
• 반려동물 배설물
• 암석 및 흙
• 고무 밴드 및  

야채 끈
• 티백
• 직물
• 티슈 및 물티슈

녹색 쓰레기

• 꽃 및 생울타리를 
다듬은 부스러기

• 풀을 깎은 부스러기
• 잎사귀 및 나뭇가지
• 각목, 나무 부스러기, 

및 합판 (도료를 
칠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은 것)

• 잡초

음식물 찌꺼기

• 빵, 쌀, 및 파스타
• 치즈 및 유제품
• 커피 찌꺼기 및 필터
• 과일 및 야채
• 꽃 및 허브
• 육류 고기, 뼈, 및  

가금류 고기
• 해산물 및 연한 껍질
• 반려 동물 사료  

(약제 무함유)

음식물이 묻은 더러운 종이*

• 음식물 얼룩이 묻은 종이
• 종이 계란판
• 종이 냅킨 및 주방용 타올
• 피자 상자
• 접시
• 테이크아웃용 상자  

(무코팅)
• 나무 및 섬유 소재 식기

허용되는 유기물 쓰레기 다음과 같은 것은 포함하지 마십시오

*100% 섬유계이어야 함. 석유계 플라스틱, 왁스, 또는 바이오-플라스틱 코팅, 라이너, 또는 라미네이트가 
포함된 물재는 수거 금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

http://AthensServices.com/Food



